
제 1공화국의 선거제도와 선거 

황 수 익 (서옳대 정치학과 교수) 

1. 셔론 

대한민국의 헌정사의 중요한 한 측면은 선거의 제도화1) 과정이라고 

볼 수 있다. 1948년 유엔의 감독 아래 역사상 처음으로 선거가 공권력 

구성의 기본 제도로 도입된 이래， 선거 제도는 정치세력들에 의해 조작 

되고， 도전 받고， 중단되기도 했으나 1987년에 실시되었던 대통령의 직 

선이 1970년대부터 이어지는 치열한 민주화 운동의 막을 내리는 계기가 

된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선거는 공권력의 정당성올 확보해 주는 궁극 

적 기제로서 국민에게 받아들여지고 었다. 

세습 왕조가 산척한 국내 문제와 외세의 복합적 압력 앞에 무너지고， 

36년 동안 지배해 왔던 외세가 패퇴했올 때， 한국 국민이 당변했던 최대 

의 과제는.새로운 국가의 건설이었고， 새로운 공권력의 정당성올 확보 

하는 방법으로는 선거 이외의 다른 대안은 없어 보였다. 그러나 선거는 

국민 일반에게 있어서나 정치지도자들에게 있어서나 한 번도 체험해 본 

적이 없는 생소한 제도였다. 정치적 경쟁의 규칙으로서의 선거제도는 

정치지도자들의 야심과 행위를 규제하는데 무력했고 오히려 그들을 민 

주적으로 가장하여 정당화하는데 이용당했을 뿐이다. 그러나 비록 왜곡 

되고 파행적인 형태를 취하긴 했지만 거듭된 선거는 선거와 선거가 내 

포하는 정치적 원칙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강화해 나갔다. 현대 한국 정 

치에 있어서 선거가 갖는 규범력은 제 5공화국과 제 6공화국의 정치상 

황올 비교하면 잘 알 수 있다. 이 두 정권은 모두 12.12 군사쿠데타에 뿌 

리를 두고 있지만， 소위 ‘체육관’ 선거로 성립한 전두환 정권은 국민 일 

1) 제도회{institutionalization)란 조직이나 절차가 가치와 안정성을 확보해 가 

는 과정이다. cf. Samuel P. Huntington, P씨tκIII Order in Changing 

Societies(New Haven: Yale Univ. Press, 1968), p.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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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의 불신과 학생 및 재야세력의 치열한 반정부운동이 직면했었는데 반 

해 여야 합의로 채택된 대통령직선제로 성립한 제 6공화국은 반정부운 

동의 해체를 보게 되었다. 이제 선거는 그 과정상의 여러 문제가 남아 

있지만 공권력 구성의 유일한 방법으로 정착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른바 제 1공화국이라고 지칭되는 1948년부터 1960년까지의 12년간 

의 시기는 선거의 제도화 과정의 초기 단계에 해당한다. 이 시기는 선거 

가 공권력 구성의 기본 제도로 도입되고， 집권자에 의해 농단당하고， 선 

거 부정에 대한 국민적 저항으로 정권이 붕괴되었다는 점에서 선거제도 

의 실패의 역사를 담고 있다. 선거가 그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려면 사회 

적， 경제적， 정치적 여러 조건이 전제되어야 하는데， 그 어느 조건도 갖 

추어지지 않은 채 도입된 선거제도가 잘 운영되리라고 기대할 수는 없 

었다. 그러나 제 l공화국의 선거정치는 넓게는 한국 정치의 민주화， 좁 

게는 선거의 제도화에 중요한 함의를 갖는 유산들올 남겼다. 이들 가운 

데 어느 것은 정치발전에 부정적이어서 결국은 극복되어야 할 것도 있 

고， 또 어느 것은 그것올 촉진하는 것이기도 하다. 

제 1공화국 아래서의 선거제도와 선거과정은 이승만대통령의 장기 

집권을 위해 철저하게 유린되었다. 제 l공화국의 선거제도는 두 번의 

개헌， 두 번의 국회의원선거법 개정， 그리고 네 차례에 걸친 지방자치선 

거법의 개정을 통해 변화하였다. 이 모두가 예외 없이 이숭만의 장기집 

권올 목적으로 이루어졌다. 이숭만과 자유당은 야당의 지지세력이 신장 

하여 심각한 도전올 제기할 기미가 보일 때마다 제반 법규를 자기 편에 

유리하게 개정하면서 정치권력의 연장 목적을 달성해 가는 방식으로 권 

력투쟁의 게임 규칙올 일방적으로 자기편에 유리하게 바꾸어나간 것이 

다.2) 개헌올 통한 대통령선거제도의 변화는 이숭만의 재집권에 불리한 

요소를 제거하는 방향으로 이루어 졌다. 지방자치제도는 동원의 수단으 

로 이용하기 위해 실시된 후 집권자의 필요에 따라 몇 차례의 개정올 겪 

게 되었다. 대통령선거제도와 지방자치선거제도에 비하여 국회의원 선 

거제도는 1950년 국회의원선거법 제정 이후 큰 변화가 없었다. 1957년 

국회의원선거법이 개정되기까지 국회의원선거법은 이숭만 정권에 유리 

하게 작용하였으며， 1957년의 협상선거법 또한 여당에 유리한 방향으로 

2) 한배호， “제 l공화국의 정치체제한국현대정치론IJ(나남， 1990), p.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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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되었다. 이승만과 자유당은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선거 

제도를 개정하지 않올 수 없었으며， 제 1공화국에서 비롯된 집권을 목적 

으로 이루어진 선거제도의 개정은 이후의 한국 정치사에서 거의 일관된 

방식으로 반복되게 된다. 

따라서 제 1공화국의 중요한 정치적 갈동의 대부분은 개헌과 선거법 

개정올 둘러싸고 전개되었다 이숭만과 자유당에게 선거는 상당히 부담 

스러운 제도였으며， 이숭만은 선거와 민주정치가 우리에게 시기상조라 

고 믿었다 3) 이 점에서 선거는 필수적인 절차이긴 하지만 아무도 그 절 

차로 인생을 소비하고 싶지 않은 세례와 같다고 한 루이 나폴레옹과 같 

은 생각을 지녔다고 볼 수 있다꺼) 그러나 이승만은 루이 보나파르트와 

는 달리 쿠데타로 선거 절차 자체를 기각하지는 않았다. 이숭만이 선거 

절차를 묻어 버리지 못한 이유는 미국의 개입이었올 것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그 이유야 어떠하든， 제 1공화국 아래에서 선거가 중단된 적 

은 없다 아마도 이숭만 정권이 선거제도를 바꾸고 선거 결과를 조작하 

기 위하여 감행한 모든 파행과 무리는 선거의 불가피성의 결과일는지 

모른다. 

제 l공화국 시기에 실시된 전국적인 선거는 대통령 선거 3회， 국회의 

원 선거 4회였고， 2회에 걸친 지방자치 선거가 있었다. 제 1공화국이후 

현재의 김영삼 정부에 이르기까지 직선에 의한 전국적인 대통령 선거가 

5회에 불과했다는 점에서 제1공화국 하에서는 상대적으로 많은 전국적 

인 선거가 있었다는 것올 알 수 있다. 사실상 1950년대에 자유민주주의 

이념을 채택한 신생독립국가들 가운데 한국만큼 선거 절차를 시행한 국 

가는 없었다 5) 평균 채 2년이 안되는 간격을 두고 실시된 선거를 통해 

선거라는 낯선 제도는 국민의 정치 참여의 수단으로 확고하게 국민들에 

게 각인되었고， 이후의 민주화에 대한 국민적인 합의도 제 1공화국의 

경험에서 비롯된 바 크다. 

3) 한승주제 2공화국과 한국의 민주주의~(서울: 종로서적， 1985) 

4) Aliscair Cole and Peter Campbell, Freηch Electoral Systems & Electioη's Slηce 1789 

(Gower: Aldershot, England, 1989), p. 11. 

5 ) 이정복， “한국정치의 분석방법-정치경제학적 접근" r전환기 한국 정치 

의 새 지평. 비봉 구범모 교수 화갑 기념 논문집J(나남 1994)， pp 

57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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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공화국의 선거정치의 또 하나의 중요한 유산은 한국 정치의 양당 

제와 대통령제라는 기본 골격올 형성시켰다는 것이다. 제 1공화국 선거 

제도의 근간인 소선거구 다수대표제와 대통령 직선제는 근 20여 년에 

걸친 군사권위주의 정권 시대 아래에서는 부정되었지만 결국은 한국의 

정치에 있어서 현재로는 가장 안정적인 제도임이 입증되었다. 또한 제 

1공화국의 선거제도롤 바탕으로 형성된 여야관계는 그 이후 13대 총선 

의 결과로 나타났던 지역감정에 바탕올 둔 4당체제의 시기를 제외하고 

는 변함없이 근본적인 정치적 균열구조로 자리잡고 있다. 

제 1공화국에 있어서의 선거에 대한 기존 연구는 대부분 관권의 선거 

개입의 실상을 기술하거나 선거제도를 법률적으로 해설하는데 그치고 

있으며， 이론적이거나 체계적인 연구는 윤천주교수의 『우리나라의 선거 

실태.!I 6)를 제외하면 전무하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그 까닭은 아마도 

이 시기의 선거가 정권의 필요에 의해 왜곡되고 이용되어온 정치적 환 

경 속에서 이에 대한 연구가 이론적 분석의 대상으로써 적실성을 갖기 

힘들었기 때문이었올 것이다. 

본 연구는 제 l공화국이 남긴 선거정치의 유산이 어떻게 형성되었는 

지에 그 초점올 맞춘다. 제 l공화국의 선거제도는 두 가지 정치적 필요 

에 의해 개정되어갔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숭만과 자유당의 재집권 의 

도였다. 두 차례에 걸친 개헌에 의한 대통령 선거제도의 변화는 이숭만 

의 재집권올 위해 가장 중요한 제도척 장치툴 확보하기 위한 것이었다. 

지방자치제의 실시는 개헌에 반대하는 국회에 대해 원외 압력 수단올 

확보하고 이숭만의 정치적 지지 세력을 과시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선 

6) 이 연구도 제 1공화국 하의 제4대 민의원선거만올 포함하고 있다. 서울대 

학교 출판부 1982 

7) 선거제도에 관한 연구는 거의 천무한 정도로 부진하다. 안청시교수에 따 
르면 r한국정치학회보」 중 선거 제도에 관한 연구는 1971년 이후 한편도 
없다.60년대에 발표된 한두 편의 논문 및 저서가 있지만， 이들은 대부분 
과거의 제도에 대한 해설 또는 교과서적 논평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안청시， 손봉숙， “한국의 지방선거제도.. r한국정치학회보J p. 41 참조 

공화국의 선거에 관한 드문 연구의 하나인 유숙란의 연구는 선거 제도를 
종속 변수로 파악하여 주로 정치사적 입장에서 1공화국의 선거를 기술하 

고 있다. 유숙란， “선거의 권위주의적 운용과 역기능 r한국현대정치론 

1. , pp. 373-396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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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도 개정의 다른 방향은 혁신 세력올 배제하고 보수 정당올 중심으 

로 국회를 구성하기 위한 것으로 ‘협상선거법’으로 치뤄진 1958년 4대 

국회의원선거에서 자유당과 민주당은 만족할 만한 정치적 결과를 이끌 

어내었다. 제 l공화국의 선거제도는 일관된 정치적 필요에 의해 각 선 

거제도가 유기적인 연결 속에서 변화되어 나갔으며， 변화된 선거 제도 

는 사회적 변화 속에서 다시 이숭만과 자유당에게 정치적 부담으로 작 

용하는 순환을 거듭하였다. 이와 같은 문제의식에서 이 글은 제 1공화국 

의 선거 제도가 어떻게 변화되었고 변화된 선거 제도가 다시 어떠한 정 

치적 결과를 가져왔는지를 제도와 현실 정치간의 상호 작용이라는 맥락 

에서의 분석하고자 한다. 

II. 선거제도 변화의 정치샤 

한국이 일본의 패망으로 해방을 맞았올 때， 국내외를 막론하고 최고 

의 정치적 명망가는 이숭만이었다. 구한말 개혁세력의 일원이었고， 상 

해 임시정부의 초대 대통령이었던 그가 항일구국의 오랜 망명생활에서 

돌아 왔올 때， 정치성향의 좌우를 막론하고 누구도 그의 명망을 따를 수 

있는 지도자는 없었다. 그의 명망은 해방 직후 여운형이 중심이 되어 조 

직한 조선인민공화국이나 그의 적대 세력이었던 한민당이 모두 아직 귀 

국도 하지 않은 그를 지도자로 추대할 정도였다 그가 원하였던 것은 모 

든 정파 위에 군림하는 강력한 국가적 지도자였다. 그가 특정 정파의 지 

도자로 추대되는 것올 거부하고， 대통령이 되고서도 초기에는 자신의 

정당을 만드는데 반대한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그러나 그는 그의 지 

도력올 모든 정파에 부과할 만한 조직적 기반을 갖지 못했고， 정파들 사 

이의 이해관계는 그의 명망 밑에 조화되기에눈 너무나 치열하게 대립되 

었다. 각 정파는 그의 명망올 업고 자신의 이익올 도모하려고 했지， 그 

를 따르려고 자신들의 이해관계를 조정하려 하지는 않았다. 남한만의 

단정이 수립되고 그가 초대 대통령으로 추대되었올 때에도， 그것은 그 

의 개인적 명망에 의한 것이었지， 그의 정치세력의 반영은 아니었다. 

이숭만은 대통령이 되자 관료， 경찰， 군올 장악하면서 그의 명성에 정 

치적 힘을 더하게 되었다. 당시 이렇다 할 사회세력이 없는 상황에서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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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조직을 견제하거나 통제할 수 있는 세력은 없었다. 사회에 대한 국가 

의 절대 우위의 시대였다. 국민적 명망은 있지만 정치적 힘은 없었던 이 

숭만은 막강한 힘올 얻게 되었다. 당시、관료， 경찰， 군의 많은 기간 요원 

들은 일제에 봉사한 사랍들로서 민족주의세력이나 공산세력의 위협으 

로부터 자신들올 보호해 줄 지도자로서 항일 반공의 지도자 이숭만보다 

더 좋은 보호막은 없었다. 이들에게는 이숭만의 집권은 개인적 사활이 

걸린 문제였다. 따르는 사랍과 힘이 필요했던 이숭만과 보호자를 필요 

로 했던 친일 부일 세력과의 연합이 이루어진 것이다. 이숭만은 단순한 

존경이 아니라 정치적 이해관계를 같이 하는 추종자들을 갖게 되었다. 

‘국부’ 이숭만과 그에게 개인적 충성올 다하는 관료 특히 경찰과의 

연합은 이제 막 도입된 생소한 민주주의의 제도화를 위하여는 대단히 

위험스러운 상황이었다. 국가가 위기에 처했올 때마다 옳은 행위를 했 

기 때문에 국민의 추앙올 받는 카리스마적 지도자 이숭만에게 있어서 

그의 생각과 행위는 곧 국가를 위하는 것이었고， 올바른 국민이 그를 지 

지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었다. 단지 반국가적 세력만이 그에게 반대할 

뿐이었다. 그는 그 자신올 국민과 동일시하고， 제도적 규칙이나 국회 내 

의 반대세력을 폰중하지 않았다. 이숭만은 그의 의사와 제도적 절차가 

상충할 때마다 제도에 따르기보다는 제도를 자신의 의도의 실현올 위하 

여 불법적인 방법으로라도 바꾸어 나갔다. 이숭만에게 있어서 그렇게 

하는 것이 나라를 위하는 것이고， 국민이 지지하는 것이었다. 국민의 지 

지가 없올 경우 막강한 경찰력과 행정조직이 그것올 제조해 냈다. 결과 

적으로， 이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제 1공화국 아래에서 선거제도와 선 

거과정은 이승만의 영구집권올 위해 거리낌없이 농단당했다. 

그러나 제 1공화국 하의 한국 사회는 급격히 변하고 있었다. 3년간이 

나 지속된 6.25동란에 영향올 받지 않윤 한국 사람은 거의 없었다. 전쟁 

으로 많은 가정이 파괴되었고， 대부분의 한국인들의 일상생활은 불리적 

으로나 사회적으로나 크게 교란되었다. 그 결과 구한말 외세의 침략이 

래 시작된 전통적 가치관과 행동양식의 붕괴과정은 더욱 가속화되었다. 

대규모의 사회적 동원이 시작된 것이다. 특히 젊은이들은 건국 이후 초 

둥 교육이 의무화됨에 따라 폭발적으로 성장한 각급 현대 교육의 기회 

와 당시 한국에서는 가장 근대적 조직체라고 할 수 있는 군대에서의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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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을 통해 새로운 사회의식과 행동양식에 접하게 되었다 이러한 사회 

적 동원의 한 지표로 도시화를 들 수 있는 바， 도시화의 정도(인구 5만 

이상의 도시 거주자의 전체 인구에 대한 비율)는 1949년 18.3%였던 것 

이 1960년에는 28.5%로 급격한 팽창을 보였다.8) 

보다 나은 사회 경제적 기회를 찾아 도시로 몰려 든 새로운 교육과 

사회의식에 노출된 인구 집단은 이숭만의 개인 독재에 커다란 위협이 

되었다. 이들은 이승만 정권의 지지부진한 경제 복구와 날로 심해 가는 

강압적 정치행태를 용납하려 하지 않았다. 그러나 그들은 고립된 원자 

적 개인들로서 사회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조직화되지 않았다 따라서 

그들에게 그들의 욕구를 표출할 수 있는 경로는 선거뿐이었다. 그들은 

선거를 집권자의 지지 동원의 수단이 아니라 자신들의 요구 표출의 수 

단， 정지 참여의 기회로 인식했다 이들의 지지를 배경으로 야당세력이 

선거를 거듭할수록 신장함에 따라 관권의 선거 개입은 더욱 심해 갔고， 

그에 대한 이들의 저항도 그 만큼 격렬해 갔다. 1960년 3.15 정부통령선 

거에서 관권의 개업이 극에 달하자， 한국 사회의 새로운 세력 가운데 최 

소한이나마 조직적 바탕올 지녔던 학생들에 의해 제 1공화국은 종언을 

맞게 되었다. 

1) 제 1 차 개헌과 대통령직선제 

1948년 5.10 총선거에 의해 구성된 제헌의회9)는 곧바로 헌법제정과 

8) 경제기획원한국통계연감 1965J , 표 27, p. 17. 당시 한국 도시화는 산 

업화가 아니라 해방， 분단， 6.25동란 동의 비경제적 요인에 의해 이루어 

졌다는 점에서 도시화의 일반적 유형이나 후기 도시화와 구별된다. 

9) 선거 가능 지역인 남한만의 총선거는 공산주의 세력은 물론 김구， 김규 
식 동의 민족주의세력이 선거를 보이코트하는 가운데 이루어졌으며， 그 
결과 제헌의회의 구성은 무소속 85 인( 42.5%), 대한독립촉성협회 55 인， 
한국민주당 29인， 대동청년단 12인으로 이루어졌다. 해방정국에서 대단 

한 위세를 떨쳤던 한민당이 29석을 얻는데 그친 것은 상당수의 한민당 

계열 후보가 미군정 하의 여당인 한민당에 대한 원성이 높다는 점을 알 

고 무소속 내지 독촉의 간판을 내걸고 출마한 결과 한민당의 실세는 약 

60석에 달한다한국일보J ， 1948. 10. 26. , 손봉숙제1공화국과 자유 

당J ， 안청시 외현대한국정치론J법문사， 1992), p. 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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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에 착수하여 헌법초안을 내놓는다. 이 헌법제정 과정에서부터 차리스 

마적 지도자 이숭만과 국내 최대 세력인 한민당 사이의 대립이 시작된 

다. 유진오 둥이 기초한 헌법초안은 내각책임제 정부형태를 취하고 있 

는 것으로 이숭만올 명목상의 국가원수로만 위치지우려는 한민당의 이 

해 관계가 반영된 것이었다. 이에 대해 이숭만은 그러한 헌법 하에서는 

어떠한 지위에도 임하지 않겠다는 강압적인 태도를 취하게 되고 결국 

내각책임제와 대통령제를 절충한 헌법이 채태되어 7월 17일 공포되었 

다. 헌법초안올 둘러싼 갈둥은 국회와 이숭만의 첫 대립이며 이후의 정 

치적 대립의 중요한 요소로써 지속적으로 작용하게 된다 10) 

초대 정부통령선거는 제헌의회에서 간접선거로 선출되었다. 1948년 

7월 12일 통과된 헌법의 제 53조는 r Cî) 대통령과 부통령은 국회에서 무 

기명투표로써 각각 선거한다.(3) 전항의 선거는 재적의원 3분의 2이상 

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투표로써 당선을 결정한다. 단 

3분의 2이상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최고득표자 2인에 대하여 결선투 

표를 행하여 다수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대통령과 부통령은 국무총리 

또는 국회의원올 겸하지 못한다」고 대통령(부통령)의 선출 방식과 지위 

를 규정하였다. 동 조항에 의거 국회는 7월 20일 제 33차 본회의에서 신 

익회 부의장의 사회로 초대 대통령과 부통령으로 각각 이숭만과 이시영 

을 선출하였다 11) 

초대 대통령으로 취임한 이숭만은 조각 작업에 착수하여 국무총리로 

‘초당파적이고 이북을 대표할 만한’ 이윤영올 지명하였으나， 국회의 인 

준을 얻는데 실패했다. 이는 결정적으로 국무총리로 김성수를 기대한 

한민당이 반기를 든 결과였다. 결국 이숭만은 이범석을 총리로 지명하 

였고 한민당의 도움으로 국회의 인준올 얻는다 12) 조각을 계기로 한민 

10) 김도현， 위의 책， pp. 62-63. 

11) 재적의원 198인중 재석의원 196인에 의하여 이숭만 180표， 김구13표， 안 

재홍 2표， 무효 l표로 이숭만이 1차투표에서 초대대통령으로 선출되었 
다. 부통령선거에서는 이시영 113표， 김구 65표， 조만식 10표， 오세창 5 

표， 장택상 3표， 서상일 l표로서 당선득표자가 없어 최고득표자 2인인 이 

시영과 김구에 대하여 결선투표를 한 결과 이시영 133표， 김구 65표， 이 

구수 l표， 무효 l표로써 이시영이 초대부통령에 당선되었다. 중앙선거관 

리위원회， 앞의 책， pp. 73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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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은 이승만의 반대 세력으로 돌아서게 되었으나 한민당 세력， 이숭만 

세력， 무소속 구락부 결성을 계기로 결집된 소장파 세력의 삼분된 구도 

에서 야당올 선언할 처지는 되지못하였다. 한민당은 49년 5월 국회프락 

치 사건으로 국회 내 반대파인 소장파가 제거되자 결정적으로 이숭만에 

동올 돌리게 된다 13) 

49년 2월 한민당은 강력한 도전자였던 소장파가 몰락한 뒤 이숭만과 

의 연합 자세를 벗어 던지고 야당으로 탈바꿈하게 된다. 한민당은 대한 

국민당의 신익회， 대동청년단의 지청천을 규합하여 민주국민당올 창당 

하였다 14) 민주국민당은 1950년 1월 내각책임제 개헌안올 제출함으로 

서 이숭만과 본격적으로 대립하기 시작하였다. 이에 대해 이숭만은 신 

정회， 대한노농， 일민구락부 둥과 무소속의 일부를 규합한 대한국민당 

올 조직하였고 그 결과 민국당의 70석보다 l석이 많은 71석의 의석을 

확보하게 된다 15) 개헌안은 1950년 3월 난투극 속에서 부결된다. 한편 

이숭만은 국회와 정당이 아닌 대중 조직으로 정치 기반올 구축하기 위 

한 시도로 국민회를 강화하고 모든 청년 단체를 신성모를 단장으로 하 

는 대한청년단으로 강제 통폐합시킨다 16) 이러한 외곽단체는 이후 이숭 

만의 장기 집권올 위해 즐겨 사용했던 대중 동원의 중요한 도구로 기능 

하게 된다. 

12) 초대 내각의 조각 과정에 대한 보다 자세한 설명은 김운태~한국현대정 

치사h(성문각， 1986), pp. 26-31 참조. 

13) 제헌국회내의 소장파 활동에 대해서는 백운선이숭만 정권 초기성격과 

제헌국회 소장파" ，전환기 한국 정치의 새 지평: 비봉 구범모 교수 화갑 

기념 논총J(나남， 1994), pp. 461-486 참조. 

14) 김운태， 위의 책， 42-47. 

15) 대한국민당의 창립시기에 대해서는 김운태는 1948년 11월 12일， 손봉숙 

은 1949년 11월 12 일， 김도현은 개현안 공고 기간인 1950년 2월 퉁으로 

각 연구자마다 상이하게 기술하고 있고， '1950년대의 인식」의 부록으로 
김종심이 작성한 r해방15년 연표」에는 1949년 12월 24일로 되어 있다. 

16) 이 과정에서 이범석이 이끄는 민족청년단 또한 대한청년단에 홉수되었 

고 이후 이범석과 그 잔폰 세력은 자유당올 조직하는데 중요한 역할올 
하게 된다. 이범석은 내무장관으로 1952년 직선제개현안올 통과시키는 

데 있어 대중 조직을 동원하여 국회를 위협하는데 성공적인 역할올 수행 
하였으나 결국 이승만에 의해 제거된다. 한숭주 r제 2공화국과 민주주 

의의 실패J(종로서적， 1983 ) 제 2장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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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헌국회의원의 임기가 완료함에 따라， 제 2대 국회의원선거는 한시 

법으로 제정되었던 군정법령인 국회의원선거법이 폐기되고 제헌국회에 

서 새로이 제정한 국회의원선거법에 의하여 1950년 5월 30일 실시하게 

되었다. 새로운 국회의원선거법은 정부안으로 국회에 제출되어 1950년 

4월 국회의 결의를 거쳐 법률 제 121호로 공포되었다. 이숭만은 50년 4 

월 5월로 예정된 총선거를 12월로 연기하겠다는 뜻을 비췄으나 여러 차 

례에 걸친 미국의 경고로 총선연기계획올 철회하였다 17) 

1950년 5월 30일 실시된 총선거에는 2 ，209인의 입후보자가 난립하여 

평균 10.5 : 1의 가장 높은 경쟁률올 보인 선거였으며 제헌의회 선거와 

는 달리 중간파도 다수 선거에 참여하였다. 대한국민당은 대통령직선제 

를 주장하였고 민주국민당은 내각책임제 개헌과 독재 배격을 주장하였 

다 

선거결과 무소속이 126인으로 210석 중 60%를 차지하였고， 여당인 

대한국민당과 야당인 민주국민당은 각각 24석으로 여당은 물론 야당 또 

한 참패를 변하지 못하였다 18) 국회에서의 지지 확보에 실패한 이승만 

은 직선제 개헌의 필요를 더욱 절실히 느끼게 되었다. 개헌올 위한 국회 

교두보 확보를 위해 이숭만은 51년 8월 25일 신당 조직의 필요성을 담 

화로 발표하였다. 이 담화에 옹해 국회 내에서는 94석올 확보하고 있던 

공화민정회가 중심이 되어 신당운동올 전개하였다. 원외에서는 국민회， 

대한청년단， 노총， 농총， 부인회 퉁이 신당 운동에 적극 가담하였다 19) 

이와 같은 신당 운동이 전개되는 와중에 이숭만은 대통령 직선제와 

양원제를 골자로 하는 개헌안올 국회에 제출하였다 이 개정안이 제출 

되자 원내와 원외는 심각한 대립을 드러냈다. 원외는 개정안을 즉각 지 

지하고 나선 데 반하여 원내의 다수는 반대 의사를 표명하였다. 원내측 

17) 이승만의 총선연기 답화는 국회의 반대뿐만 아니라 미국의 경고를 초래 
하였다. 미국은 50년 4월 총선거 연기에 대한 우려를 표명한 에치슨 각 
서를 장면 주미대사에게 수교하고 미유엔 한국위원단은 총선 연기는 국 

회 부재 상태를 초래할 것이라고 통고하였다. 서동구 역편 r한반도긴장 
과 미국: 미국무성 외교문서가 벗긴 6.25비록， 1950. 1-12.(대한공륜사， 

1977), p. 63;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의 책， p. 835 참조. 

18)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의 책， pp. 623-632. 

19) 손봉숙， 위의 책， pp. 146-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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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과반수를 접하고 있음에도 의견의 조화를 보지 못하고 조직 변에서 

도 통일성올 기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다.20) 52년 1월 18일 개헌안은 

가 19, 부 102(1 43), 기권 1표로 국회에서 부결되었다.21) 원내 자유당은 

이숭만의 정치 노선을 맹종하지 않는다는 것이 확인되었고， 국회에서의 

간선으로는 이숭만이 재선될 수 없다는 것이 확인되었다.4월에는 야당 

측이 123명의 연서로 내각책임제 개현안올 국회에 제출하였다. 

이숭만은 이에 대해 원외자유당과 기간단체를 동원하여 대대적인 민 

의운동을 전개하였다. 이러한 이숭만의 반격은 개헌올 위한 3단계 작전 

의 시작이었다.대통령 임기를 불과 수개월 남겨 놓은 시점에서 원내의 

지지를 19표밖에 얻고 있지 못하던 이숭만은 비상 수단올 강구한 것이 

었다. 1단계는 원외자유당으로 하여금 직선제 개현안올 부결시킨 국회 

를 공격하고， 2단계는 사장된 법조문으로 남아 있던 지방의회 구성을 

서둘러 지방의회를 통해 국회에 압력올 넣게 하고， 3단계는 이러한 압 

력 아래 국회로 하여금 직선제 개헌올 하게 한 뒤 직선제를 통해 재선되 

는 것이었다 22) 

원외자유당은 개현안 부결 반대 민중대회를 개최하고 국회의원소환 

운동올 벌였다. 또한 이숭만은 국회에서의 열세를 극복하고 전국적인 

지지기반을 확보하기 위해 지방의회구성올 결심하고， 정부는 4월 25일 

지방의회 의원 선거를 선거 가능한 지역에서 실시하였다. 이처럼 최초 

의 지방의회선거는 이숭만의 재집권올 위한 정치적 도구로 실시된 것이 

며， 대중의 정치 참여의 확대라는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과는 상당한 거 

리가 있었다. 지방자치선거는 헌법에 기초하여 1949년 7월 4일 제정 공 

포되고 동년 12월 15일 개정된 지방자치법에 의거 1950년 12월 실시될 

예정이었으나 6.25로 연기되었었다. 서울특별시 • 도의회 및 시·읍·면 

의회 의원을 뽑는 지방 선거에서 자유당은 커다란 성공올 거두었다 23) 

20) 공화민정회는 민정동지회와 국민구락부의 연합체로 원내 제 1세력을 형 

성하고 있던 신정동지회와 공화구락부의 통합 교섭단체의 형태를 띈 것 
이었다. 김운태， 위의 책， p. 72. 

21) 중앙선관위， 위의 책， p. 8. 
22) 김도현， 위의 책， p. 72. 

23) 자유당은 도의회의원의 48% , 시의회의원의 30.1%, 옵 의원 245% , 면 의 
원의 25.3%를 획득하였고， 대동청년단， 국민회둥 외곽단체의 또한 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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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로써 이송만은 지방의회와 원외자유당이라는 국회에 대한 압력수 

단올 확보하게 되었다. 이숭만은 4월 국회에 제출된 내각책임제 개현안 

에 대웅하여 5월 14일 대통령직선제 개현안올 제출하였다. 원외에서는 

직선제 개헌올 지지하는 군민대회가 열리고 국회의 해산을 요구하는 군 

중집회가 개최되었다. 이러한 정세에서 이범석이 내무장관이 임명되고 

비상계엄령이 선포되었다.7개 도의회는 국회해산요구를 결의하고 지방 

의회의원들은 의사당올 포위하였고， 백골단， 핫벌떼동의 폭력 단체가 

동원되었다. 새로이 국무총리에 임명된 후 개헌에 대해 애매한 태도를 

취하던 장택상이 이끄는 신라회는 정부제출안과 내각제 개현안올 절충 

한 소위 ‘발훼종합개현안’올 제출했다. 이 발훼 개현안은 이송만의 대 

통령 직선제와 국무총리의 국무위원 임명 제청권 및 국회의 국무위원 

불신임권 동의 내각책임제의 요소를 결합한 것이다 24) 이 안은 7월 4일 

재석 166의원 가운데 가 163표， 기권 3표로 통과되어， 대통령의 선출방 

식이 국회에 의한 간선에서 국민의 직선으로 바뀌었다.25) 

2) 제 2차 개헌과 정치 갈등의 심화 

1952년 정치파동에 의한 발훼개현안이 7월 4일 국회에서 통과되어 7 

월 7일자로 공포된 개정헌법에 의하여 국회는 민의원과 참의원의 양원 

으로 구성하게 되었으나， 전쟁중의 국내 정세로 말미암아 참의원의 구 

성올 보지 못한 채 제 2대 국회의원의 임기가 만료되어 1954년 5월 20 

일에 제 3대 민의원의원 총선거를 실시하게 되었다. 선거법은 국회의원 

선거법을 그대로 적용하였으며 휴전선 이북의 지역인 개성시， 개풍군， 

장단변， 연백군 갑 • 올구， 옹진군 갑 · 올구 동 7개구를 제외한 2037~ 선 

거구에서 실시되었다. 제도상의 변화는 없었지만 자유당과 민주국민당 

이 각각 공천후보를 내어 선거사상 처음으로 입후보자 공천제를 실시하 

인 민국당을 압도하였다. 중앙선관위， 위의 책， pp. 775-78 1. 

24) 발훼개현안의 주요 원칙은 1. 대통령직선제 2. 상하양원제 3.국무총리의 

요청에 의한 국무위원의 임명과 면책 4 국무위원에 대한 국회의 불신임 
결의의 4원칙이었다. 김운태， 위의 책， p. 87 참조. 

25) 발훼개현안의 통과 과정 전후의 자세한 설명은 중앙선관위， 위의 책， pp. 

733-734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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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다. 

한편 자유당은 대통령중심제 개헌지지를 공약으로 내걸고 전국적인 

개헌추진국민대회를 추진하고 개헌 5항목을 선전하였다 26) 그 골자는 

국회를 약화시키고 이숭만의 3선을 가능하게 하려는 것이었다. 민주국 

민당도 개헌 반대 정족수인 77석을 목표로 공인후보를 냈다. 선거는 자 

유당 후보자들에게는 초법률적 자유분위기이었으나 야당후보자들에게 

는 초상식적 공포분위기 속에서 이루어졌다.27) 

국회의원 정수 203인에 대하여 입후보자는 1 ， 207인으로 평균 5.9대 1 

의 경쟁이었고， 147H 정당이 참가하였다. 투표율은 91.1%였다. 선거결 

과는 자유당 114, 무소속 67 , 민국당 15의 순으로 나타났다 28) 자유당은 

압도적인 다수를 차지하였으나 당초 목표한 개헌 정족수를 차지하지 못 

했기 때문에 포섭공작에 열중하여 교섭단체 둥록 시에는 137석올 확보 

할 수 있었다. 국회의장 선거에는 이기붕이 124, 신익회가 54표를 얻었 

다 

자유당은 9월 9일 이승만의 종신 연임올 가능하도록 하기 위한 초대 

대통령에 대한 중임제한 규정 철폐를 핵심으로 하는 개현안을 제출하였 

다. 발훼 개헌 때와 같은 원외압력이 다시 일어났다. 지방의회는 개헌안 

을 조속히 통과시키라는 결의문올 전달하였고 민주국민당올 비난하는 

벽보와 전단이 살포되었다.11월 17일 표결에 들어가서 재석 202명중 

가 135 , 부 60, 기권 7로 단 1표 차로 부결되었다. 부결이 선포되고 국회 

가 산회되자 자유당 간부들은 즉시 긴급의원총회를 열어 재적의원 3분 

의 2의 법정 정족수는 135.333" .이나 사사오입하면 결국 135인이므로 

개헌안은 가결되었다는 성명을 발포하였다. 정부 또한 긴급국무회의에 

서 같은 내용의 담화를 발표하였다. 29일 국회는 야당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번복가결동의를 통과시켰고， 정부는 통과된 사사오입 개헌안이 

이송된 즉시 공포하였다. λ싸오업을 계기로 개헌에 반대하는 세력은 

호헌동지회를 구성하고 반이승만세력으로 결속하여 갔고 민주당으로 

26) 개헌 5개 항목은 1. 초대대통령은 중임 제한 철폐. 2. 국민투표제 도입， 

3. 선거민에게 양원의원 소환권 부여， 4. 정부에게 민의원 해산권부여. 5. 

헌법 경제 조항의 개정 퉁이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앞의 책， p. 469. 

27) 김도현， 위의 책. p. 77. 

28) 중앙선관위， 위의 책， pp. 636-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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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하였다. 

1956년 제 3대 대통령선거에서 자유당 공천으로 이숭만， 민주당 공천 

으로 신익회， 진보당 공천으로 조봉암이 둥록했고 5월에는 3대 정부훔 

령 선거가 치뤄졌다. 신익회와 조봉암 사이의 야당후보 단일화 작업은 

실패하였고 선거 유세 중 신익회는 급서했다. 투표율은 94.4%에 달하였 

으나 유효투표율은 79.5%로 15%정도의 차이가 났다. 150여만 표 정도 

가 신익회에 대한 추모표로 나타난 결과였다. 이숭만은 5 ，046，4 37표를 

얻었고 조봉암은 2， 163 ，808표를 얻었다 이숭만은 다시 당선되었지만 조 

봉암과의 표차는 예상보다 크지 않았다. 부통령선거에서는 4，012 ，654표 

를 얻은 민주당의 장면이 3，805 ， 502표를 얻은 이기붕올 누르고 부통령 

에 당선되었다. 대통령선거에서는 무효 표가 무려 1 ，856，818표에 달하였 

으나， 부통령선거에서의 무효 표는 421 ，700표에 불과하였다 29) 

한편 1956년 2월 2차 지방자치법 개정 파동올 맞게 되었다 2차 개정 

의 주요 내용은 시·옵·면 의회에서 간접 선출하던 시읍면장을 당해 주 

민이 직접 선출하도록 변경한 것이다. 2차 개정을 둘러싸고 야당은 서 

울특별시장과 도지사 또한 직선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주장하였다 자유 

당 정부는 서울특별시장과 도지사를 직선할 경우 주요 상급자치단체장 

을 모두 야당이 차지할 것올 우려하였다. 개정안은 국회 표결올 거쳐 자 

유당안대로 개정되었다. 2차 개정에서 정해진 바에 따르면 56년 8월에 

는 제 2차 지방선거가 실시될 예정에 있었다. 그러나 정부는 2차 개정에 

따른 지방선거를 시행하기도 전에 또다시 3차 지방선거법 개정안을 국 

회에 제출하였다.3차 개정의 주요 쟁점온 2차 개정시 부칙에 규정된 기 

득권 불인정에 관한 조항이었다. 늦어도 8월 15일까지는 2차 지방선거 

를 실시하되 선거전에 이미 임기가 만료된 자는 그대로 재임하고， 만료 

되지 않은 자는 선거 전날까지 그 임기가 만료된 것으로 간주하여 일괄 

적으로 총선거를 시행한다는 규정이다. 3차 개정은 이를 다시 고쳐 선 

거전일까지 엄기가 만료된 자는 그 임기가 끝나는 것으로 보되 임기가 

남아있는 자는 그 법정임기가 만료될 때까지 그 임기를 인정해 주고 8 

월 선거에서 이들은 제외해야 한다는 것이다. 동개정안은 7월 8일 야당 

이 맹렬히 반대하면서 총퇴장한 가웅데 여당의원들만 참석한 국회를 통 

29)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앞의 책， p. 738-74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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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하였다. 이 법안의 통과로 전국 시읍면장의 60%가 총선에서 제외된 

채 잔여임기를 누리게 되었으며， 지방의회의원은 전체의 1%만이 기득 

권올 누리 게 되었다 30) 

자유당이 무리한 개정올 강행한 이유는 직접적으로 5월에 실시된 정 

부통령선거의 결과에 의한 것이었다. 직선제가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작 

용하여 무난히 부통령에 당선될 것으로 기대되었던 이기붕의 낙선으로 

자유당은 커다란 타격올 입었다. 또한 도시지역을 중심으로 야당세가 

확대되자 이 여파가 지방선거에도 이어질 것을 크게 우려한 것이었다. 

시·읍면장에 야당이 대거 진출할 경우 2년 후에 실시될 4대 민의원선거 

에 막대한 지장올 초래할 것이 분명하였다. 자유당은 어떠한 수단올 통 

해서라도 지방 행정 조직을 장악하고자 했다.8월에 실시된 지방의회선 

거에서 자유당은 압승을 거두었다. 

1952년 7월의 발훼개헌과 1954년 11월 사사오입 개헌은 국회를 민의 

원과 참의원의 양원으로 구성하게 되어 필연적으로 참의원 의원선거법 

의 제정이 요청되었다. 1958년 제 4대 국회의원선거를 준비하기 시작한 

여당과 야당은 공히 1957년 국회의원선거법 개정안을 제출하였다. 

두 법안은 그 내용에 있어서 야당측 안은 각급 선거위원회의 공정한 

구성， 입후보자등록 절차의 간소화， 참관인 권한의 확대， 선거의 공명성 

확보 퉁이 주요 골자이었으며 여당측 안은 선거운동의 대폭 제한， 선거 

공영제와 입후보 기탁금제의 실시， 선거자금의 제한， 선거사범의 벌칙 

강화 퉁이 주요골자였다. 양측의 제안은 상당한 차이가 있어서 단일안 

작성올 위해 국회의원 선거법안 여야협상위원회를 구성하여 80여 차례 

의 협상을 걸쳐 동법안을 처리하게 되었다. 그 결과 민의원 의원선거와 

참의원 의원선거를 분리한 민의원 의원선거법과 참의원 의원선거법이 

여야협상선거법으로 1958년 1월 25일 민의원 의원선거법으로 공포되었 

다 3 1) 

30) 안청시， 손봉숙， “한국의 지방선거제도한국정치학회보J ， pp. 44-45. 

31) 이 협상 선거법의 주요 골자는 다음과 같다.1.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에는 

여야정당에서 추천하는 위원 각 1인을 참가시키며， 2. 입후보의 난립을 

방지하기 위하여 기탁금제를 실시하고， 3. 선거운동올 제한하여 특히 사 
전운동과 호별방문올 금지하고， 4. 선거공영제를 실시하며 선거비용을 

제한하고， 5. 투 • 개표 참관인의 권한올 확대하며， 6. 선거사범에 대한 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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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4대 국회의원선거와 자유당의 붕괴 

한편 58년 1월 13일 진보당의 조봉암 퉁은 명화통일 주장이 국가보안 

법에 위반된다는 최목으로 구속되고 2월 진보당은 동록이 취소되어 해 

산되었다. 선거전은 완전히 자유당 對 민주당의 각축전으로 되었다. 

1958년 5월 2일 협상선거법에 의해서 4대 민의원선거가 실시되었다. 

민의원의원 정수 233인에 대한 입후보자수는 841인으로서 3.2대 1의 경 

쟁을 보였다.90.6%의 투표율 속에서 자유당은 의석의 54.1%에 해당하 

는 126석올 얻었다. 민주당은 79 석으로 야당의석 또한 늘어났으며 무 

소속후보들은 27석올 차지하였다 32) 

58년 12월 24일에는 다옴 선거를 의식하여 언론올 통제할 목적의 보 

안법올 야당의원을 지하실에 감금시킨 상태에서 통과시킨 ‘二四波動’

이 일어났다. 보안법올 통과시키면서 자유당은 동시에 지방자치법의 4 

차 개정안올 단독으로 통과시켰다.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직선으로 선 

출하게 되어 었던 시·읍·면장올 모두 임명제로 바꾸고 의원의 엄기를 3 

년에서 4년으로 연장한다는 것이었다. 지방자치법 개정의 결정적 계기 

는 1958년 10월 2일 대구시장 선거에서 민주당의 조준영 후보가 압도적 

인 지지를 얻어 당선된 사건이었다.4대 민의원선거에서 야당의 약진과 

도시 지역에서 조성된 야당 분위기는 자유당을 위협하기에 충분했다. 

1959년에 실시될 예정인 부산， 마산시장 선거를 비롯해서 전국 26개시 

가운데 15개시가 시장의 임기만료로 선거를 앞두고 있었다. 자유당 정 

권은 더 이상 야당의 민선시장이 생겨나는 것올 방치할 수 없었으며 지 

방자치법 개정안의 단독 통과를 강행한 것이다. 지방의회의원의 엄기를 

4년으로 연장한 것은 60년까지 여당세가 강한 기폰의 지방의회를 존속 

시켜 정부통령선거에 활용하기 위한 것이었다. 

야당은 국민주권사수 투쟁위원회를 발족시켰고， 59년 초에는 신보안 

법 반대 데모가 일어났다. 김창숙은 이숭만의 하야를 요구했다. 경향신 

칙을 강화한 것 퉁이었다. 참의원선거법의 주요 골자는 1. 참의원의 선거 
구는 각 시 · 도를 단위로 하여 인구 60만에 2인씩 선출하며， 2. 선거구 

수는 35개구， 의원정수는 70인으로 하고， 3. 참의원선거는 법 공포 후 l 
년 이내에 실시한다는 것이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앞의 책， p. 76. 

32)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앞의 책， p. 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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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이 칼럼기사를 이유로 폐간 처분올 당했다. 야당과 언론의 공세가 강 

화되는 가운데 이숭만은 2월 3일 4선 출마의사를 표명하였다. 자유당은 

6월 29일 전당대회에서 정부통령후보로 이숭만과 이기붕올 지명하였다. 

민주당은 8월부터 야기된 신구파간의 격렬한 대립으로 소모전올 벌이 

다가 9월 경남도당대회에서는 폭력 사태까지 얼어났다. 이러한 내분 끝 

에 11월의 전당대회에서 구파의 조병옥이 대통령후보로， 신파의 장면이 

부통령후보와 당대표 최고위원으로 각각 선임되었다 33) 

민주당의 조병옥이 이듬해 1월 미국으로 신병 치료를 위해 미국으로 

건너가자 자유당은 선거 실시를 예년보다 2개월 앞당겨 3월 15일에 실 

시할 것을 2월 3일 결정 · 발표하였다. 민주당의 5월 선거 요청은 묵살 

되고 선거는 기습적으로 강행하게 되었다.2월 15일 민주당 대통령후보 

조병옥이 사망하였고， 이숭만은 단일대통령후보가 되었다.34) 

자유당은 이기붕의 당선에 전력올 기울였다. 3월 초에는 자유당의 부 

정선거 계획과 경찰의 부정선거 지령이 폭로되고 부통령선거전은 더욱 

치열해져 갔다. 3월 15일 행해진 선거는 경찰이 주도적으로 개입하고 

교육공무원올 비롯한 모든 공무원이 동원되어 사전투표， 공개투표가 행 

해지고 협박과 폭력이 나무했다. 마산을 비롯한 전국 각지에서 시민들 

의 항의시위가 잇달아 터졌다.4월 19일 서울에서는 학생과 시민들의 

대규모 시위가 있었고 4월 25일에는 다시 교수시위가 터졌다. 이기붕은 

24일 일체의 공직에서 사퇴할 것이라는 성명을 발표했다. 시위가 재연 

된 26일 이숭만은 매카나기 주한 미국 대사와 매그루터 유엔사령관을 

만나 후 오전 11시 하야성명을 발표했다. 

33) 중앙선관위， 앞의 책， pp. 740-743. 

34) 1960년 2월에 들어서자 장태상올 중심으로 한 반독재 민주수호연맹 이 
결성되어 장택상을 대통령후보에， 진보당부위원장이었던 박기출올 부통 
령후보로 각각 천거하여 퉁록하려 하였으나 퉁록하지 못하였고， 민족주 

의민주사회당에서 전진한 최고위원이 대통령으로 입후보하려 했고， 前

진보당 부위원장 김달호도 대통령에 입후보하여 했으나 둥록하지 못하 

였다. 다만 통일당당수인 김준연과 중앙대학교 총장인 임영신이 각각 부 
통령에 입후보하였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앞의 책， p.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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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ll. 선거제도의 변화와 정치적 영향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제 1공화국에 있어서 선거제도와 선거과정은 이 

숭만의 영구집권올 위해 개정되고 조작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파행에도 

불구하고， 이 기간 동안 선거가 중단된 적은 없었다. 이 기간 동안 시행 

된 3번의 정부통령선거와 3번의 국회의원선거는 우리 헌정사에 있어서 

큰 족적올 남겼다. 그 하나는 대통령 직선제에 대한 국민적 합의이고 다 

른 하나는 양당제도의 발달이다. 이 장에서는 이러한 정치적 결과의 형 

성과정올 살펴 보기로 한다. 

1. 정부통령 선거 

건국 이래 제 5공화국까지 최고 통치자가 선거에 의해 바뀐 적은 없 

었고， 이러한 유형은 제 1공화국에서 비롯된다. 따라서 대통령 선거가 

공권력 구성의 제도로 제 기능올 하지 못했음은 분명하다. 그러나 80년 

대 반정부운동의 진행과정이 보여 주는 바와 같이 대통령 직선제는 민 

주화의 중요한 지표로 국민의 정치의식 가운데 각인되어 있음이 분명하 

며， 이는 제 1공화국 아래서의 국민적 체험에 크게 기인한다. 제1공화국 

에 있어서의 정 • 부통령선거에 있어서 주목할 만한 사실은 대통령 후보 

로서의 이숭만은 선거 직전에 야당 후보의 서거로 실질적으로 도전받은 

적이 없었다고 볼 수 있으나， 그에 대한 지지율은 선거를 거듭할 때마다 

하락하는 경향올 보였고， 이러한 경향의 연장선상에서 부통령에는 야당 

후보가 당선될 정도로 국민의 정치의식이 고양되었다는 것이다. 

1) 선거제도 

초대 정 · 부통령선거는 제헌의회에서 간접선거로 선출되었다. 국회 

에서의 간접선거는 1952년 1차 개헌으로 직접선거로 전환되었다 제 1 

차 개정헌법에 의해 대통령 및 부통령은 직접선거로 선출하게 되었고， 

직접 선거를 위한 절차법으로 대통령 및 부통령선거법을 7월 18일 공포 

하였다. 이 선거법은 1960년 3월 15 일 4대 정 · 부통령선거에까지 변화 

없이 적용되었다 이 선거법의 중요 특정은 정 · 부통령후보를 별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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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용지에 기표하도록 했다는 것이다. 선거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선거권은 만 21세 이상， 피선거권은 만 3 년 이상 국내에 주소를 

가진 만 40 세 이상의 국민에게 부여하였고， 현역군인의 피선거권 

올 제한하였다. 

@ 선거에 관한 구역은 전국을 선거구로 하였다. 

@ 선거인명부는 수시 직권작성제를 채돼하였다. 

@ 선거관리기관인 각급 선거관리위원회는 중앙선거위원회， 서울특 

별시·도선거위원회，개표구선거위원회，투표구선거위원회의 4급 

제로 하고 국회의원선거법에 의하여 설치된 각급 선거위원회로써 

충당토록 하였다 

3 후보자는 선거일 공고 10 일 이내에 선거인 500인 이상의 추천서 

를 첨부하여 중앙선거위원회에 동록하게 하였다. 

@ 선거운동은 선거사무장과 1투표구당 2인까지 선임할 수 있는 선 

거운동원에 의해 자유로이 제한없이 할 수 있게 하였다. 

@ 선거일은 선거일 40일전에 대통령이 공고하며， 

@ 선거는 1인 l표로써 대통령과 부통령올 동시에 선거할 때에는 각 

각 다른 투표용지를 사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同一티켓제’를 

채돼하지 않았다. 

@ 개표는 개표구선거위원회가 행하며， 개표는 개표구구분올 혼합하 

여 개표하고， 후보자 또는 그 대리인 1인은 개표를 참관할 수 있 

도록했다 

@ 후보자가 1인일 경우는 총선거인수의 3분의 1이상의 득표로 당선 

올 인정하고 경쟁 후보인 경우에는 최고득표자를 당선인으로 한 

다. 

2) 정치적 영향 

제헌의회에서 간선으로 선출된 초대 대통령 선거를 제외하고， 2대에 

서 4대까지의 대통령선거는 직선으로 치뤄졌다. 앞에서 서술하였듯이 2 

대 대통령선거에 앞서 이승만은 국회를 통한 간선으로는 재선의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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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회박함올 깨닫고 ‘발훼개헌’으로 대통령선출 방식올 직선으로 바꾸 

어 재선에 성공한다. 직선제로의 개헌은 이숭만의 재선에는 결정적인 

기여를 하였으나， 3대 대통령 선거부터 상황은 달라진다.<표 1>은 제 

1공화국에서 치뤄진 대통령선거와 부통령선거의 각 후보자별 득표 상 

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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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20,684 

100% 

7,210,245 

100% 

조봉암 {무효투표총수 

2,163,808 I 1,856,816 

30.0 

제 2대 대통령선거에서 이숭만이 유효투표의 74.6%라는 압도적인 지 

지를 얻어 당선된 가장 큰 이유는 자유당이 경찰과 행정 조직올 장악하 

고 있었기 때문이다. 지방의회선거에서 À}유당의 압숭이 그대로 대통령 

선거에 반영된 결과이다. 제 2대 대통령선거에 대해 제기된 비난은 개 

정된 정부통령선거법을 7월 18일 공포하는 동시에 불과 18일 밖에 남지 

않은 8월 5일을 선거일로 공고하여 국민들이 여타 후보에 대해서는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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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로 알 수가 없었다는 점이었다 선거일은 선거공고일 40일 전에 해야 

한다는 선거법 조항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었으나， 그 자체가 선거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는 어렵다 35) 이 점은 동시에 치뤄진 부통령선거 

에서 야당인 민주국민당의 조병옥이 32.5%의 득표율을 보였다는 점에 

서도 알 수 있다. 부통령선거에서 이승만은 무소속의 합태영올 지지했 

으며， 경찰과 관권은 이범석의 선거 운동올 방해했고 함태영의 당선올 

위해 노력했다 36) 이숭만은 경찰과 행정조직올 가장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직선제를 통해 무난히 당선될 수 있었다. 

3대 대통령선거는 대통령 직선제가 반드시 이숭만에게 유리하게 작 

용하지는 않는다는 접올 보여주었다. 경찰과 행정 조직을 이용한 통치 

임에도 이숭만의 3선올 가능하게 만든 사사오입개헌이후 反이숭만 분 

위기는 더욱 강해졌다. 사사오입개헌으로 이송만은 다시 대통령에 출마 

하여 70%의 득표로 당선되었으나， 실제 내용에 있어서는 패배로 기록 

될 만하였다. 민주당의 대통령후보였던 신익회의 급서로 이숭만은 어부 

지리를 얻었으나， 조봉암의 30.0%의 득표율은 상당히 높은 득표율이었 

다 37) 더욱이 1 ，856，816표의 무효표를 신익회에 대한 추모표로 간주한다 

35) 선거결과에 대한 당시의 <UN 한국위원회〉의 보고서는 “선거에서 나타 

난 점은 주로 둥록마감일(7월 26일)과 투표일(8월 5일)과의 사이가 짧다 

는 것이다. 7월 4일에 겨우 국민의 직접선거가 있으리라 결정되었기 때 

문에 선거운동올 할 수 있는 기간이 얼마 없었다. 따라서 재직자는 아주 

유리하였다. 특히 벽지에서는 이숭만올 제외하고는 어느 후보자의 인력， 

경력 혹은 정강도 알려지지 않고 있었다는 사실을 위원단은 발견하였다. 

경찰이 간섭하였다는 비난에 대해서는 의심할 바가 없이， 어떤 간섭이 

있었으나 대통령의 선출에 관한 한 어떤 중요한 차이도 자아내는 것이 
아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앞의 책. 

36) 김도현， 앞의 책， p.76 

37) 진보당후보 조봉암이 얻은 30%의 지지는 해방이후 진보세력이 합법공 

간에서 획득한 최대치의 지지이다. 이 30%의 지지에 대해서는 ‘신익회 

사망에 의한 어부지리설’， ‘여촌야도가설’， ‘부정선거의 지역적 불균동 
설’ , ‘진보적 투표 행태셜’ 여러가지의 경쟁적 가설들로 설명되어 왔다. 
손호철은 해방이후 화파 세력이 우세했던 지역에 대한 투표 행태 분석올 

통해 진보적 정향의 표현이었음을 셜득력 있게 제시하고 있다. 손호철， 

“분단 후 한국사회에서의 진보적 투표행태에 관한 연구사회비평Jll 

호(나남， 1994), pp. 323-35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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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조봉암의 지지표와 무효표의 합계는 4，020 ，624표로 이숭만의 지지표 

와는 약 l백만 표의 차이에 불과했다 경찰과 행정 조직이 총동원되어 

전력을 기울였음을 감안할 때， 이숭만의 지도력은 큰 타격을 입올 수밖 

에 없었다. 

3대 대통령선거 이후 이승만은 커다란 정치적 부담올 느꼈고， 진보당 

사건， 신보안법 파동 둥 지속적인 강압책으로 정권올 유지할 수밖에 없 

었다. 직선제라는 선거제도 자체가 이숭만과 자유당의 몰락을 가져온 

하나의 독립 변수로 작용하게 된 것이다. 

직선에 의한 정부통령 선거제도는 부통령선거에서 더 큰 정치적 결과 

를 가져왔다. 제 1공화국 하에서 부통령은 국회에서 선출된 제 l대의 이 

시영과 제 2대의 김성수， 직선으로 선출된 제 3대의 함태영， 제 4대의 

장면이었다 38) 직선에 의한 2차례의 부통령 선거에서 1952년에는 이승 

만의 지지를 업은 함태영이 당선되었으나， 1956년의 부통령선거에서는 

야당인 민주당의 장면이 자유당의 이기붕을 약 20만 표차로 누르고 부 

통령에 당선되었다<표 2>는 이 두 차례의 선거 결과를 종합하고 었 

다. 제4대 부통령으로 장면이 자유당의 이기붕올 누르고 당선된 것은 

중요한 정치적 의미를 지닌 것이었다. 이승만이 상당한 고령이었다는 

점을 감안할 때， 부통령이 실권은 별로 없었지만 부통령이 지니는 대통 

령 숭계권이 야당으로 넘어간 것은 자유당의 커다란 정치적 부담이었 

다，39) 

야당 후보의 부통령 당선을 가능하게 한 제도적 요인은 동일티켓제를 

채택하지 않고 있는 선거법이었다. 장면 부통령의 대통령 승계권을 무 

산시키고자 자유당은 56년 내각제개헌을 시도했지만 이승만의 반대로 

좌절된다. 또한 9월에는 서울에서 열린 민주당 전당대회에 참석했던 장 

면 부통령저격사건이 발생하였는데， 사건의 배후에 이기붕이 있다는 의 

38) 1952년 8월의 3대부통령선거에서는 자유당의 이범석이 낙선하고 지명도 

가 낮은 무소속의 함태영이 당선되었다 경찰올 비롯한 관권은 이범석의 

선거운동을 방해했고 함태영의 당선올 위해 노력했다 선거 뒤 이범석은 

자유당 장악을 다시 시도했으나 53년 9월 이숭만이 족청파 숙청 특별성 

명을 내고 “분열주의자를 자유당과 기간단체에서 숙청하라”고 지시함으 

로써 이범석은 버림을 받고 몰락하였다. 

39) 사사오입개헌은 대통령 궐위시 부통령승계를 명문화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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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제 1공화국의 부통령선거결파〉 

제 3대 부통령선거(1952) 

후보 
유효투표 자유당 

민주 $;.λ ~ 여자 

득표 국민당 민주당 국민당 

상황 
총 수 

이범석 이갑성 $;.1:겁 。~깅」 이윤영 임영신 

득표수 7,133,297 1,815 ,692 500,972 2,316,664 575 ,260 190,211 

득표율 100% 25.5 7.0 32.5 8.1 2.6 

대한 
E1L -*L-소..， 

노종 

전진한 함태영 백성욱 정기원 
302,471 2,943 ,813 181 ,388 164,907 

4.3 41.3 2.5 2.3 

제4대 부통령 선거(1956) 

유효투 
자유당 민주당 

3ζ-서 '-' 대한 
으’ ~‘-소..， 후보 

표 민주당 국민당 
득표상황 

총 수 이기붕 장면 이윤영 윤치영 이범석 백성욱 

득표수 8,642 ,494 3,805 ,502 4,012,654 34,926 241 ,278 317,579 230,555 

득표율 100% 44.0 46 .4 0.4 2.8 3.7 2.7 

혹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다. 자유당의 부통령직에 대한 집착은 여기 

서 그치지 않고 1959년 정부통령 동일티켓제의 헌법개정을 추진하였다. 

이 시도는 이숭만의 찬성을 얻지 못하여 민주당과 막후교섭으로 해결하 

려 했으나 민주당 중앙상위에서 대통령직선제를 결의함으로써 무산되 

고 만다 40) 결국 자유당은 동일티켓제를 채택하지 않고 있는 선거제도 

그대로 1960년 3월 15일 부통령선거를 치뤄야 했으며 이기붕의 당선을 

40) 이숭만이 이처럼 2차에 걸쳐 개헌불찬론올 편 것은 이숭만이 이기붕과 

자유당을 버리고 새로운 정치적 기반을 모색하려는 의도를 갖고 있었던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김도현， 앞의 책， pp.82-83 



제 1 공화국: 선거제도와 선거 / 황수익 103 

위하여 부정선거를 감행할 수밖에 없었다. 

2. 국회의원선거 

제 l공화국 시기에 있었던 4회의 국회의원선거(제헌의회 선거 포함) 

결과를 볼 때 가장 눈에 띄는 현상은 양당제도의 발달이다. 1950년에 있 

었던 제 2대 국회의원 선거와 1958년에 있었던 제 4대 국회의원 선거를 

비교하면 불과 8년 사이에 얼마나 급격한 정치적 변화가 있었는지 분명 

해 진다. 제 2대 선거에는 7개의 정당 또는 정치단체가 639명의 후보자 

를 낸 반면， 무소속 후보는 이의 거의 2.5배인 1513명에 달했으며， 무소 

속 후보의 득표율과 의석점유율은 62%와 60%에 달했으나， 1958년 선 

거에서는 무소속 후보가 357명으로 격감하고 후보자를 낸 정당도 3개로 

줄었으며， 자유당과 민주당의 양대 정당이 득표율 76% , 의석점유율 

88%를 차지하게 되었다. 이러한 정치적 변화는 여러 요인의 복합적 결 

과이다. 우선 이숭만 정권이 그의 영구집권올 제도적으로 도모하기 위 

하여 개헌에 필요한 의석을 목표로 거대한 정부당을 경찰과 행정력을 

동원하여 선거과정에서 창출해 내고， 이에 반대하는 세력들이 민주당으 

로 결집한 것이 가장 큰 요인이라면， 소선거구 다수대표제와 군소정당 

이나 무소속 후보에게 불리한 여러 제도적 장치들이 또한 이에 기여했 

음올부인할수 없다. 

또 하나의 요인은 이 기간 동안 유권자들이 정치의식의 면에 있어서 

양분되었다는 사실이다. 전술한 바도 있지만， 급속히 성장하는 도시 유 

권자들은 농촌의 유권자들보다 교육정도가 높고， 대중매체에 접할 기회 

가 많아 정치의식에 있어서 농촌 유권자들보다 훨씬 근대화되었다. 이 

들이 이숭만의 전제적 통치에 대한 반대세력올 이룬다. 뿐만 아니라 그 

들은 그들의 주거조건이 고립된 촌락보다 투표의 익명성올 보장하는데 

유리해서 그들의 정치성향올 투표를 통해 표출하는데 있어서 경찰력이 

나 행정력의 간섭올 쉽게 배제할 수 있었다. 이와 같이 정치의식에 있어 

서 상이한 두 유권자집단이 양당제도의 발달에 밑거름이 되었다. 1958 

년 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 자유당은 그의 126석 가운데 89.7%를 읍·면 

지역의 선거구에서 획득한 반면에 민주당은 그의 79석 가운데 54.4%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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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및 26개 시의 선거구에서 획득하여41) ‘與村野都’의 뚜렷한 

정치성향이 양당의 발달에 배경이 되었음올 보여 주고 있다. 

이 절에서는 양당제도의 발달올 선거제도의 측면에서 살펴보는 것에 

논의를 국한하기로 한다 

1) 국회의원 선거법의 변화 

선거제도는 넓은 의미에서 보면 유권자의 정의， 입후보 동록요건과 

절차， 선거운동의 양식과 기간， 선거자금의 조달과 지출， 개표와 집계， 

당선과 의석배분 동 선거 과정 전체에 걸쳐 정치 경쟁을 규제하는 제도 

적 장치들올 총괄하는 것이다 따라서 선거제도가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당연하다. 다만 구체적으로 어떤 제도적 장치가 어떤 결 

과를 가져오는지가 불분명할 수 있올 뿐이다. 여기서는 제 1공화국 하 

에서 국회의원 선거제도가 어떻게 변하였는지를 살펴보고， 절을 바꾸어 

이러한 제도의 정치적 결과를 검토하기로 한다. 

(1) 미군정 선거법 

제헌 국회의 의원 선거는 미군정 당국이 준비와 집행올 담당하였다. 

이 선거에 적용된 국회의원 선거법은 남조선 과도정부에 의해 제정된 

1947년 9월의 ‘입법의원선거법’올 골자로 한 잠정적인 군정 법령이었 

다. 이 법률은 이후 두 차례의 개정올 거치게 되지만， 이 법이 규정하고 

있는 보통， 비밀， 직접 선거의 원칙， 소선거구제와 다수대표제， 선거구 

법정주의 동은 그대로 유지되어 제 l공화국 국회의원 선거제도의 기본 

골격을 이루게 된다. 이 법의 중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42) 

@ 선거권은 성별， 재산， 교육， 종교에 구별없이 국민으로서 만 21세에 

달한 자에게 부여하는 평퉁선거권을 규정하였으나， 일제 부역자는 

제외하였다. 

@ 피선거권은 국민으로서 만 25 세에 달한 자로서 선거권이 없는 자를 

41) 윤천주우리나라의 선거실태J(서울대학교 출판부 1982)， p. 21. 

42)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의 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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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외하였다. 

@ 선거구는 각 선거구마다 l인올 국회의원올 선거하는 소선거구 제도 

를 채택하였다. 선거구는 부， 군 및 서울시의 구를 단위로 하여 인구 

15만 미만은 1개구， 인구 15만 이상 25만 미만은 2개구， 인구 25만 

이상 35만 미만은 3개구， 인구 35만 이상 45만 미만의 부는 4개구로 

하되 동법 부표 제 l호에 의하여 총 2007~의 선거구를 획정하여 선 

거구 법정 획정주의에 의하였다. 투표구는 읍면 또는 동{부·시의 구) 

올 단위로 하여 인구 2 ，000이하로써 획정토록 하였다. 

@ 선거인명부는 신고작성제도를 채택하였다. 

@ 선거운동은 각급 선거위원회위원 및 공무원올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자유로이 할 수 있는 선거운동의 자유를 인정하였다. 

@ 비밀투표를 보장하였고， 투표소에는 각 후보의 대리인 l인이 참관하 

도록 하였다. 

@ 당선인은 유효투표의 최다수를 얻은 자로 하는 다수대표제로 하였으 

며 무투표당선을 인정하였다. 

@ 국회의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였다. 

(2) 국회의원선거법 

제헌의회의 임기가 다가오자 제헌의회는 1950년 4월 군정법령올 폐 

기하고 새로운 국회의원 선거법올 재정하였다. 1950년 5월 30일 실시된 

제 2대 국회의원 선거와 1954년 5월 20일 실시된 제 3대 국회의원 선거 

는 이 선거법에 의한 것이었다. 이 법률은 군정법령파 원칙과 골자에서 

는 큰 차이가 없었으나 선거과정의 관리에 있어서 행정부의 영향올 강 

화한 것이 그 특정이라고 할 수 있다. 이 법은 선거인 명부를 작성함에 

있어서 유권자의 신고제를 폐지하고， 행정기관의 직권작성제를 채택하 

였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올 대통령이 위촉 임명토록 했으며， 

선거운동의 자유를 제한하여 선거운동의 기구， 각종 선전물， 연설회 동 

올 법으로 제한하였고， 호별방문운동올 금지하였다. 또한 이 법은 선거 

비용을 선거구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규정토록 했다.43) 

43) 앞의 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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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새로운 규정들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대통령의 임명 

권올 제외하면 일견 선거과정의 공정성을 중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처 

럽 보인다. 그러나 법 집행의 형평성이 보장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러한 

선거과정에 대한 제한규정은 여당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운영되었 

고， 야당에 대하여는 탄압수단으로 사용되는 결파를 가져 왔다. 예컨대， 

선거인 명부의 직권 작성제는 당시 일반국민의 정치의식 수준에서는 타 

당한 제도적 개선이라고 볼 수 있으나， 이 제도는 행정관리들에 의해 많 

은 ‘유령’유권자를 만들어 내고， 야당 지지세력올 명부에서 탈락시키는 

데 이용되기도 했다. 

(3) 민의원 의원선거법 

제 3대 국회의원의 임기가 만료되는 시기가 다가옴에 따라 여야는 

1954년 개정하지 못한 선거법을 개정 헌법이 규정하고 었는 양원제에 

맞도록 개정하기 위하여 각기 개정안을 제출하였다. 여당과 야당에 의 

해 제출된 두 법안은 내용에 있어서 야당측 안은 각급 선거위원회의 공 

정한 구성， 입후보자동록 절차의 간소화， 참관인 권한의 확대， 선거의 

공정성 확보 퉁이 주요 골자이었으며 여당측 안은 선거운동의 대폭제 

한， 선거공영제와 입후보 기탁금제의 실시， 선거자금의 제한， 선거사범 

의 벌칙 강화 둥이 주요골자였다. 여야는 1957년 9월부터 11월까지 80 

여 차례의 협상올 벌여 민의원 의원선거법과 참의원 의원선거법의 두 

협상법안올 완성하였다. 이렇게 개정된 민의원 의원선거법은 협상의 결 

과답게 두 당의 이해관계를 반영하고 있다. 이 법은 여당 측의 주장대로 

선거운동의 대폭적 제한， 기탁금제의 신설， 선거자금의 제한， 선거사범 

의 벌칙 강화를 규정하는 동시에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정당대리인의 참여， 투개표 참관인의 권한 확대 퉁 야당측 안올 반영하 

고 있다.44) 

44) 이 선거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인구증가와 휴전에 따른 선거구의 변화륭 반영하여 선거구롤 2337R로 증가 

하였다 

2. 선거인 명부의 직권작성제를 유지하되， 투표자확인과 명부의 적법 작성 여 

부의 확인자료로 의원 후보자에게 명부 사본 l통을 교부하게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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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변화한 선거법의 주요 사항올 정리하면 표3과 같다. 

표 3. <주요 선거관련규정의 변화〉 

꿇랜풋 미군정선거법 국회의원선거법 민의원선거법 

(제헌의회) (2， 3대 총선거) (4대 총선거) 

선거구 소선거구다수대표 소선거구다수대표 소선거구다수대표 

선거운동 자유 제한규정추가 제한규정강화 

중앙선거위원회 
미군정 주관 대통령위촉 

위원 중 2인은 여 

위원구성 야 1인씩 추천 

선거감시 미군정 주관 
정당참판조항 

투개표 정당참관 
없음 

기탁금제도 없음 없음 후보기탁금규정 

2) 국회의원선거법의 정치척 영향 

〈표 4>는 1948년에서 1958년간의 국회의원 선거에 나타난 각 정당 

및 단체별 득표 상황과 당선 상황올 정리한 것이다. 이 표는 국회의원 

선거 결과에 있어서 소선거구다수대표제에 따른 집권당의 프리미엄이 

커져갔다는 점과 무소속과 군소정당 후보들의 당선율이 점차 줄어들어 

양당제가 확립되어 갔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3. 각급 선거위원회의 구성에 있어서 원내의 의석을 가진 여야 정당에서 각 1 
인씩 2인을 참가시키고， 법관이외의 공무원은 각급 위원회에 1인만이 참여 

할수 있게 한다. 

4. 후보퉁록 시에 선거인의 이중 추천을 금지하고， 동록 요건으로 기탁금제를 
신설하여 해당 선거구의 유효투표의 6분의 1 이상을 득표하지 못하는 경우 

몰수하게 하였다. 

5. 선거운동은 선거운동자로 선임된 자에 한하고， 선거운동의 방법을 명문화하 
여 제한하였다 

6. 선거비용을 제한하고， 선거비용의 출납책임자를 두게 하였다. 
7 투표용지에 정당대리인이 가인토록 하고， 투표소 참관인의 투표함 검사， 투 

표함 이송시 동반권을 부여하여 감시적 기능을 강화하였다. 

8 투표함은 순차적으로 개함하고， 동시 개표는 2개함을 넘지 못하도록 하였으 

며， 위원에게 특표 발표 전에 겸열권올 부여하였다. 

9. 선거 사범에 대한 벌칙올 전반적으로 강화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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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8년 

<표 4. 1948년에서 1958년간 국회의원선거의 정당 • 단체별 당선 

상황〉 

꿇삶걱f 입후보자수 당선자 의석 
득표율 득표수 7까‘- 점유율 

끼E. -까.L.、 속 417 85 42.5 38.1 2,745 ,483 

대한독립촉성국민회 235 55 27.5 24.6 1,775 ,543 

한국민주당 91 29 14.5 12.7 916,322 

대동청년단 87 12 6.0 9.1 655 ,653 

조선민족청년단 20 6 3.0 2.1 151 ,043 

대한노동총연맹 12 0.5 1.5 106,629 

대한독촉농민총연맹 10 2 1.0 0.7 52,512 

기 타 10 5.0 11.2 813,757 

합 계 948 200 100% 100% 7,216,942 

1950년 

정짧십풋 입후보 tä↓λ 1 ‘• 의석 
득표율 득표수 자수 자수 점유율 

τE. -까i、- 속 1,513 126 60.0 62.9 4,397,287 

대한국민당 165 24 11.4 9.7 677,173 

민주국민당 154 24 11.4 9.8 683,910 

국 민 회 115 14 6.7 6.8 473 ,153 

대한청년단 60 10 4.8 3.3 227,537 

대한노동총연맹 41 3 1.4 1.7 117,939 

사 회 1f 28 2 1.0 1.3 89,413 

일민구락부 76 1.4 1.0 71 ,239 

기 타 4 3.6 3.5 249,389 

합 계 2，1α!9 210 100% 100% 6,987 ,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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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4년 

앓짧각f 입후보 ζ〕↓λ~ 의석 
득표윷 득표수 

자수 자수 점유융 

기E. -λ.1-、 = λ1- 797 67 33.0 47.9 3,591 ,617 

자 유 rJ 242 114 56.2 36.8 2,756,061 

민주국민당 77 15 7 .4 7.9 593,499 

국 민 회 48 3 1.5 2.6 192,109 

대한국민당 15 3 1.5 1.0 72,925 

제헌의원동지회 l 0 .4 0.1 8,101 

기 타 3.7 277 ,996 

합 계 1,080 203 100% 100% 7,492,308 

1958년 

꿇짧각f 입후보 rJλ ~ 의석 
득표율 득표수 

자수 자수 점유율 

1f- -까4、- --A1- 357 27 11.6 21.5 1,839,884 

자 유 rJ 236 I 126 54.1 42.1 3,607 ,092 

민 4一 rJ 199 79 33.9 34.2 2,934,036 

통 일 rJ 13 0 .4 0.6 53 ,7 16 

기 타 1.7 142,029 

합 계 841 233 100% 100% 8 ,576 ,757 

자료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대한민국선거사J(973);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역대국회의원선거상황J(963) 

(1) 과대대표 

정당제에 가장 큰 영향올 미치는 것으로 알려진 선거구제와 숭자결정 

방법에 있어서 제 l공화국 내내 소선거구 단순다수대표제를 유지하였 

다. 단순다수득표제는 양당제를 출현시키고 비례대표제는 다당제를 촉 

진시킨다는 듀베르제(M. Duverger)의 가설 이후 선거제도가 정당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가 지속되어 왔다. 소선거구다수대표제에 있어 

서 일반적으로 지적되는 문제는 득표율의 의석점유율로 전환에 있어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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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당의 의석점유율이 과대대표된다는 점이다. 

제 1공화국의 선거에 있어서 이러한 선거제도의 왜곡효과를 확인하 

기 위하여 각 선거 결과에 대한 비례지수를 산출하였다. 비례지수란 로 

즈(R. Rose)가 제안한 것으로， 각 정치집단이 획득한 득표율과 의석점유 

율의 차이의 절대값을 합산하여 2로 나누어 100에서 뺀 수치로 선거제 

도의 왜콕효과를 측정하는데 흔히 쓰이는 방법이다 45) 

<표 5. 제 l공화국 역대 선거의 비례지수〉 

선 거 

비례지수 

1948년 

89.7 

1950년 

95.05 

1954년 

79.7 

1958년 

77.95 

〈표 5>는 로즈의 비례지수 공식올 이용하여 l공화국의 4차례의 국 

회의원선거 결과에 나타낸 비례도를 산출한 것이다 과대대표 현상은 3 

대， 4대 총선거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났음을 알 수 있다. 제헌의회 의원 

구성에서 제 1당인 대한독립촉성국민회의 득표율은 24.6% , 당선율은 

27.5%로 큰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제 2당인 한민당 역시 12.7%의 득 

표율， 14.5%의 당선율로 차이가 거의 없었고， 다수를 차지한 세력은 무 

소속은 득표올 38.1%, 당선율 42.5%로 큰 차이를 노정하지 않았다. 2대 

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도 대한국민당과 민주국민당은 각각 9.7% , 9.8% 

의 득표율과 1 1.4%의 당선율로 큰 차이가 나지 않았고， 무소속은 득표 

율 62.9% , 당선율 60.0%로 득표율보다 의석점유율이 약간 낮았다. 2대 

선거에서 여당과 야당인 국민당과 민주당의 득표율은 각각 9.7%.9.8% , 

당선율 11.4% , 1 1.4%로 의석점유율이 높았다. 이와 같은 사실에서 1, 2 

대 국회의원선거에서 단순다수대표제의 왜곡 효과는 거의 없었음을 알 

수 있다. 다수대표제의 왜곡효과가 본격적으로 나타난 것은 제3대 국회 

의원선거이었다. 자유당은 36.8%의 득표율올 얻고서 의석의 56.2%를 

차지한 것이다. 반면에 무소속의 득표융은 47.9%였으나， 무소속의 의석 

45) R.ichard Rose, “Electoral Syscems: A Quescion of Degree of Principle?", in 

ChOOJÎη'g an Electoral S)'Jtem , ed. , Arend Lijpharc and Bernard Grofman(New 

York: Praeger, 1984), p.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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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율은 33.4%에 불과했다. 이와 같은 현상은 제4대 국회의원 선거에 

도 이어져 자유당은 42.1%의 득표율로 54.1%의 의석을 확보해 자유당 

의 성장에 단순다수대표제가 크게 기여하고 있었음올 알 수 있다. 제헌 

의회선거와 제2대 국회의원선거의 비례지수는 상당히 높은 것이었다. 

통상 서구 제국의 비례지수가 90정도라는 점과 1992년의 14대 총선의 

비례지수가 85.4였다는 점올 볼 때， 제 1, 2대 국회의원 선거 결과는 비 

례도에 있어서 매우 이례적이다. 비례도에 있어서는 자유당이 압도적인 

제 1당으로 퉁장한 3대 선거와 양당제가 확립된 4대 선거보다 월둥하게 

나았다는 점에서 정당 난립이라는 비판올 받았던 제 1, 2대 국회가 보다 

민주적 이념형에 근접해 있었다고 볼 수 있다 결국 양당제라는 안정적 

정치 체제는 득표 비례의 왜곡 효과를 통해서 가능했던 것이고 선거제 

도에 크게 영향받았던 것이다. 

(2) 양당제도의 확립 

선거제도의 정치적 효과에 대한 체계적인 비교연구룰 수행한 레이(D. 

w. Rae)의하면， 1945-65년에 걸쳐 선진 민주주의 20개국의 선거결과 
를 선거제도와 결부하여 분석한 결과 모든 나라의 선거제도가 거의 예 

외없이 집권 정당과 대정당에 유리하게 작용하고 있으며， 선거법은 다 

수당이 의회를 장악하기에 편리한 방법으로 제정 • 시행되어 왔음올 발 

견하였다. 이 점은 제 l공화국의 국회의원 선거법 개정에도 역시 확인 

할 수 있다. 국회의원 선거법에 있어서 선거 결과에 특히 중요한 영향올 

미치는 선거규정들은 선거구 및 당선인， 선거관리， 선거운동， 투개표 감 

시， 후보퉁록요건에 관한 규정들이다. 

단순다수대표제가 여당에게 커다란 프리미엄으로 작용한 것과는 달 

리 이 제도가 양당제를 촉진하였는지는 분명하지 않다. 제 4대 국회의 

원선거에서 민주당의 약진으로 양당제의 형태가 갖추어 지기는 했으나， 

제 3대 국회의원선거까지 무소속이 압도적으로 많은 수가 당선되었다. 

정당 정치가 활성화되지 않고 정당의 이합집산이 거듭되던 상황에서 인 

물중심의 투표가 이루어져 무소속이 높은 당선율올 보인 것은 당연한 

결과였다. 제 4대 국회의원선거에서 민주당이 34% 내외의 득표율과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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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율을 획득할 수 있었던 제도적 요인은 협상선거법에 의한 결과로 보 

아야한다. 

<표 3>을 보면 다수당에게 보다 유리하고 무소속이나 진보 세력올 

포함한 군소 정당에게는 불리한 방향으로 선거법이 개정되어 왔음을 알 

수 있다. 우선 다수당에 절대 유리한 소선거구다수대표제는 일관되게 

유지되었다. 선거 운동에 있어서는 제한 규정올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 

정되어 갔는데， 호별 방문의 금지 동 선거 운동의 제한 강화는 조직과 

자금， 행정 및 경찰 조직의 지원에서 절대적으로 불리한 무소속 및 진보 

세력에게 더욱 불리하게 작용할 수밖에 없다. 민의원선거법에 추가된 

기탁금제는 후보 난립을 막는 효과가 있다는 긍정적인 면이 있으나， 역 

시 군소 정당과 무소속 후보의 진출을 원천적으로 막으려는 의도가 있 

었다. 

선거 제도의 변화에 따른 선거 결과의 변화가 가장 크게 나타난 선거 

는 제 4대 국회의원선거였다. 제 4대 민의원선거가 이전의 선거와 다른 

양상을 보인 이유는 주로 정치 행태의 측면이 지적되어왔다. 도시화 경 

향의 심화로 인한 유권자의 투표 행태 변화로 권력의 선거 조정 하에서 

도 유권자들이 투표를 통하여 자유경쟁의 원칙에 웅하는 야당의식을 표 

현한 것으로 사회가 어느 정도 민주화되었기 때문이었다는 것이다 46) 

제도적 측면에서는 선거 감시 기능의 강화로 민주당이 원내 제 2당으로 

자리잡을 수 있었고， 자유당은 개헌정족수 확보에 실패했음올 보여 주 

고 있다. 각급 선거위원으로 정당추천인이 참가하고 투개표 과정에 정 

당 대리인의 참관이 허용됨에 따라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었고 

특히 도시지역에서 야당의 약진이 가능했던 것이다. 민의원선거법에서 

강화된 공정 선거 및 선거 감시 규정의 명문화는 제 1공화국 선거법 개 

정의 가장 돋보이는 부분이다. 선거 감시의 기능 강화는 집권당의 선거 

부정을 제어할 수 있는 유력한 제도적 장치로 작용하였으며， 제 4대 국 

회의원선거에서 민주당의 약진에 크게 기여하였다. 

그러나 선거법 협상 과정에서 야당의 선거 감시 기능이 강화된 것은 

군소 정당과 무소속 후보에 대한 배제를 야당이 숭인함으로써 얻어진 

것이었다. 제 l공화국의 선거법은 무소속 및 진보 세력으로 대표되는 

46) 윤천주한국정치체계J ， 19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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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소정당 후보의 당선가능성을 지속적으로 배제하는 방향으로 개정되 

었다. 군소정당의 배제가 가장 결정적으로 이루어진 결과가 바로 협상 

선거법이었으며 선거법협상에서 자유당의 의도는 선거법 개정으로 진 

보세력올 분쇄하고자 하는 것이었고， 진보당은 자유당과 민주당의 정쟁 

에서 세력 확대를 기대하고 있었다.47) 1957년 12월 이기붕과 조병옥간 

의 전격적인 합의에 의한 선거법 협상 타결은 진보 세력의 약진에 대한 

민주당의 우려와 자유당의 이해가 일치한 결과였다. 이러한 합의에 의 

한 협상선거법의 의도는 협상선거법의 언론 독소 조항을 둘러싼 공방에 

가려진 채 국회에서 전격적으로 통과되었다. 협상선거법에서 무소속후 

보의 둥록올 어렵게 만든 가장 큰 요인은 기탁금제도였고， 제 3대 총선 

거에서부터 여야가 실시한 정당공천 역시 무소속후보에게 불리하게 작 

용하였다. 제 3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전체 입후보자의 66.0%를 차지했 

던 무소속후보의 수는 제 4대 민의원선거에서는 전체 입후보자의 

42.4%로 현저히 줄어들었다. 무소속후보의 입지를 더욱 어렵게 만든 제 

도적 요인은 선거관리 및 감시에 원내 제 l당과 2당만 참가하게 되어 

있는 규정과 협상선거법에서 강화된 선거운동의 제한 규정올 들 수 있 

다. 특히 호별방문의 금지， 벌칙 조항의 강화 둥은 무소속후보들의 선거 

운동을 위축시켰올 것이며， 제 4대 민의원선거에서 무소속후보의 당선 

율은 1 1.6%에 불과했다. 선거법 개정에 의해 정치적 진입 장벽， 즉 ‘대 

표의 관문’ (threshold to representation)은 오히 려 높아졌으며 군소 세력은 

이후의 선거에서 거의 언제나 배제되는 결과를 낳았다. 

3. 지방자치선거 

제 1공화국 아래서의 지방자치제는 이숭만의 집권연장의 목적에 철저 

하게 이용되었다. 헌법은 주민자치의 원칙에 따른 지방자치제를 규정하 

고， 1949년에 제정된 지방자치법에 의해 최초의 선거가 1950년 12월에 

실시될 예정이었으나 전쟁으로 연기되었다. 전쟁 중임에도 불구하고 

1952년 4월과 5월에 걸쳐 지방자치선거가 강행된 이유는 이숭만이 의 

회내의 반대세력올 굴복시키기 위해 ‘민의’를 동원하기 위한 것이었다 

47) r동아일보J ， 1957년 9월 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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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숭만의 이 작전은 성공을 거두어 대통령직선제를 관철했다. 전술한 

바와 같이 그 후에 있었던 지방자치법의 모든 개정도 이숭만과 자유당 

의 집권연장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이루었다. 이러한 농단에도 불구 

하고， 1956년에 시행된 제2차 선거 결과는 여촌야도의 현상을 뚜렷이 

보여 이숭만 정권에 대한 위협올 형성했다. 

1) 선거제도 

(1) 제 1차 지방자치선거 

제 1차 지방자치선거는 접전 지역이었던 서울특별시와 경기도， 강원 

도， 그리고 계엄령이 선포된 일부 지역에서는 실시되지 못하였다. 지방 

자치법은 서울특별시와 도의회 의원， 시·읍면의회 의원만을 주민의 직 

접선거에 의해 선출하게 되어 있었다. 서울특별시장과 도지사는 임명에 

의하고 시·읍·면장은 지방의회에서 간접선거로 선출하게 되어 있었다. 

지방의회 의원 선거구제로 중선거구제를 채택하였다. 

(2) 제 2 차 지방자치선거 

1956년 실시된 제 2차 지방선거는 1956년 2월 13일 제 3차 개정에 의 

한 지방자치법에 의거 실시되었다. 가장 큰 차이는 시·옵·면 의회에 의 

한 시·읍면장의 간선을 폐지하고 시·읍면장을 주민의 직접 선거에 의해 

선출하도록 했다는 점이다. 서울특별시 및 도지사의 경우는 임명제를 

유지하였다. 선거구 획정에 있어서 서울시 • 도의회 의원 선거구는 민의 

원 의원선거구를 분할하여 1구 l인올 선출하는 소선거구제로 했다. 

2) 정치적 영향 

1952년과 1956년에 실시된 지방자치 선거는 정치적， 제도적으로 여 

러 가지 문제점올 지닌 것이었다. 정치적 측면의 폐단은 지방선거제도 

가 항상 중앙정치의 역학에 의해 화우되었다는 점이다 48) 제 1차 지방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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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는 이숭만의 직선제 개헌 전략의 하나로서 전격적으로 실시되어 직선 

제개헌올 위한 외부 압력 수단으로 지방의회가 충실히 기여하였음은 앞 

서 지적한 바 있다 이 선거에서 자유당과 정부 외곽 단체인 국민회는 

압승을 거두었고， 그 결과 이숭만의 정치적 입지는 강화되고 직선제 개 

헌올 파행적으로 강행할 수 있었다. 

제 1차 지방선거가 지니는 제도적인 단점은 시장， 도지사 동의 자치 

단체장 선거가 아니라 지방의회구성만올 위한 선거였다는 점이다. 이와 

같은 제도적 약점은 이승만의 정국 돌파를 위한 목적에 부합하는 것으 

로 지방자치단체장 선거가 가져 올 수도 있는 행정장악력의 약화를 피 

하고자한 것이었다. 한편 전시중인 관계로 일부 지역에서만 선거가 실 

시된 까닭에 지방의회 의원의 임기가 지역에 따라 차이가 생기게 되었 

고， 제 2차 지방선거에도 심각한 영향올 미치게 된다. 

1956년의 제 2차 지방자치선거는 시·읍면장도 주민의 직선에 의해 

선출하게 되었다는 접에서 진일보한 것이었다. 시·읍면장이 주민의 직 

접 선거로 선출됨에 따라 일관성있는 지방정책을 펼 수 있게 되었다. 그 

러나 실제 선거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의 3차 개정에 따른 부칙의 기득 

권 인정 조항에 의해 지방자치단체장의 40%만이 직선에 의해 선출되었 

고， 지방의회의원은 1% 정도만이 기득권올 누리게 되었다. 주민직선에 

의한 시·읍·면장 선출제는 이 선거에 나타난 여촌야도의 현상에 위협을 

느낀 자유당에 의해 2년 반만에 二四파동의 와중에서 임명제로 환원되 

었다. 

〈표 6>은 1956년 실시된 지방자치선거에서 각 정당 및 단체의 당선 

상황올 정리한 것이다. 선거 결과 자유당은 각급자치단체장 선거에서는 

야당에 비해 우위를 지킬 수 있었다. 

자유당이 시읍면장 선거에서 우세를 보인 것은 직선에 의한 자치단 

체장 선거를 실시한 지역이 도시에서 특히 낮아 26개 시중 26%인 6개 

시에서만 선거가 실시된 것에 기인한 바가 크다고 볼 수 있다. 그럼에도 

무소속후보가 전북에서 2명， 전남과 충북에서 각각 1명씩 시장으로 당 

선되어 자유당은 시장선거에서는 실제로 패배하였다. 도시 지역에서의 

자유당의 열세는 서울올 비롯한 인구 30만 이상의 도시 지역의 시의회 

48) 안청시， 손봉숙， 앞의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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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선거에서 더욱 두드러졌다. 서울특별시는 의원정수 47인중 85%에 

해당하는 40인이 민주당인데 반하여 자유당은 단 1인뿐이었으며 부산 

시의 경우 의원정수 19인중 무소속 10인， 자유당 4인， 국민회가 3인， 민 

주당이 2인이었다. 대구시는 민주당이 의원정수 6인으로 75%를 차지했 

고 자유당이 2인， 무소속이 l인이었다. 광주시는 의원정수 5인중 민주당 

이 4인， Ä~유당。1 1 인이었고 인천시는 의원정수 6인중 민주당이 4인， 무 

소속이 2인이었다. 

〈표 6. 제2차 지방자치선거 정당 및 단체별 당선 상황> 

자유당 민주당 국민회 농민회 E’!.~‘‘~.e소1 정 수 선출인원 비고 

시장 2 4 26 6 

옵장 8 1 20 76 30 
면장 282 9 6 3 2,434 1,389 544 
시의회 157 54 17 177 416 
융의회 510 57 28 3 392 990 
연의회 10,823 231 161 16 4,284 15,548 
도의회 248 58 6 78 437 
서울시 40 5 47 

출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대한민국선거사」 

대도시의 시의회의원선거에서 참패를 변하지 못한 자유당은 기득권 

인정 조항으로 단체장의 임기 만료까지 선거가 연기된 지역들의 주민 

직선에 의한 자치단체장 선거를 무산시키려고 기도했다. 자유당은 대구 

시에서 민주당후보가 시장으로 당선되자 지방자치법 4차 개정안을 보 

안법과 함께 1958년 12월 24일 여당 단독으로 통과시켜 각급 자치단체 

장올 다시 간선제로 환원시켰다. 

제 1공화국의 지방자치 선거는 지방자치선거제도가 지닐 수 있는 정 

치적 의미의 두 측면올 모두 드러낸 것이다 지방자치선거의 원래 의도 

는 이숭만의 장기 집권을 위한 외곽 세력의 구축이었고， 제 1차 지방선 

거는 그 기능올 충실히 이행하였다. 그러나 지방자치 선거제도는 곧 이 

숭만과 자유당에 대하여 부담의 측면으로 작용하게 된다. 제 2차 시의 

회 의원선거에서의 자유당의 패배는 자유당 정권에 대한 국민의 이반을 

보여 주었다. 또한 제 2차 개정에 의한 각급 자치단체장의 주민 직선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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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비록 대통령 직선제 개헌에 따른 부산물의 성격이 강했으나， 자유당 

의 기초행정단위에 대한 지배력의 상실올 가져올 것이라는 점에서 이숭 

만의 영구 집권에 커다란 장애물로 작용하게 되었다. 각급 자치단체장 

의 주민 직선은 3차 개정으로 상당수 지역에서 연기할 수 있었지만 도 

시 지역에서의 예정된 패배를 자유당은 묵과할 수 없었기 때문에 각급 

자치단체장의 선출을 임명제로 환원시켰다. 이 과정에서 발생한 소위 

이사파동은 이승만과 자유당의 입지를 더욱 약화시켰고 결국 3.15 부정 

선거에 의한 정권의 붕괴에 이르게 되었다. 

N. 결론 

정치문화에 있어서나 사회 경제적 조건에 있어서나 황무지와 같은 상 

황에서 도입된 선거제도는 제 1공화국 아래서 참답한 실패의 역사를 남 

겼다. 선거제도는 이숭만의 영구집권을 위해 파행적이고 불법적으로 개 

정되었고， 선거과정은 이숭만의 집권과 자유당의 승리를 위해 경찰력과 

행정력에 의해 유련되었다. 선거부정이 극에 달하자 급기야는 학생들의 

의거에 의해 정권이 붕괴되었다. 

그러나 제1공화국 아래서의 선거체험이 무의미한 낭비만은 아니었다. 

거듭된 선거는 선거와 선거가 내포하는 정치적 원칙들에 대한 국민적 

교육의 장올 제공했다. 국민들은 선거를 정치참여의 중요한 수단으로 

수용하기 시작했고， 선거부정에 항거할 만큼 정치의식은 고양되었다. 

뿐만 아니라 이 기간 동안의 정치참여는 대통령직선제에 대한 국민적 

합의와 양당제도의 발달올 가져왔다. 


